
2018년 10월 강사평가
162회차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래 형 T

1.    [확률과 통계]

    집합     ⋯  에서 로의 일대일대응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에서   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를 확률변수 라고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    [기하와 벡터]

    좌표공간의 구     와 평면    

가 만나는 점이 나타내는 원을 라 하자. 

원   위의 점 와 구   
    위의 점  점   에 대

하여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수 현 T

1.    [확률과 통계]

       ⋯  (은 자연수)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장의 카드 중 임의로 꺼낸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를 각각   ＜라 하자. ＜일 확률을 Pn 이라 할 때, 다음은

lim
→∞

Pn 의 값을 구하시오.

2.    [미적분-2]

    중심이  이고 길이가 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호 AB  위를 움직

이는 점 P에 대하여 ∠AOP     

 일 때, 세 점 A, O , P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 세 점 B , O , P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라 하자. lim
→













의 값은?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박 현 수 T

1.    [중2수학-하]

    원에 내접하는 10각형의 꼭짓점 중에서 세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처음 주어

진 10각형과 공유하는 변이 하나도 없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2.    [중3수학-하]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ABCD의 BC를 1：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하고,

AB AD  및 DP에 접하는 원 O를 그릴 때,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준 규 T

1.    [고등수학-하]

    집합 이     는 의 양의 배수 (     ⋯)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하의 자연수 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                     (나) ⊂ 

2.    [미적분-1]

    가 양수일 때, 다항함수 는 모든 실수 에 대하여 등식 

  


 ′를 만족시킨다. 구간   에서 함수 의 최댓값을 

라 할 때, 함수 의 극솟값을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효 준 T

1.    [중3수학-하]

    반지름이 3cm인 원 A가 축에 접한다. 또 반지름이 1cm인 원 B가 축과 원A에 접

한다.  PQ를 두 원의 공통접선이라 할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    [고등수학-하]

    준영이는 예진이와 민섭이에게 다음 10개의 날짜 중에서 자신의 생일을 맞혀 보라고 했

다. 이때, 준영이는 예진이에게는 생일의 월(月)을 알려 주고, 민섭이에게는 일(日)을 알

려 주었다.

    다음은 예진이와 민섭이의 대화이다.

 예진 : 나는 준영이의 생일의 월은 알지만 일은 몰라. 

그러나 일만 알고 있는 민섭이 너도 준영이의 생일을 모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민섭 : 나도 처음에는 준영이의 생일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예진 : 나도 이제 준영이의 생일을 알겠어.

    위의 대화를 보고 준영이의 생일을 맞혀 보자.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장 원 홍 T

1.    [수학나형-수2]

    1부터 100까지의 100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개를 택하여 모두 

더한 값을 이라 하자. 의 서로 다른 값의 개수가 2101일 때, 이 값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모두 나열한 것을   ⋯  이라 하자. 의 값은? 

2.    [확률과 통계]

    이하의 자연수 에 대하여  ×  × ⋯ × 

일 때, ⋯의 값은?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성 진 T

1.    [고등수학-하]

    실수         에 대하여  ≤ ≤   

       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단,  ≥  ≥  ≥)

 ㄱ.  

 

 ㄴ.  ≥

 ㄷ. ≥ 

2.    [미적분-2]

     보다 큰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라 하자.

  (가) ≧ 

  (나) 두 점  ,  log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보다 작거나 같다.

    




의 값을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주 정 미 T

1.    [중2수학-하]

    주머니 A에는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개를 포함

하여 흰 공과 검은 공이 12개 들어 있다. 각 주머니에서 공 한 개씩을 임의로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검은 공일 확률이 


 보다 크고 


보다 작다고 한다. 주머니 B에 들어 

있을 수 있는 흰 공의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2.    [중3수학-하]

    원에 내접하는 △ABC가 있다. ∠CAB  ˚ ABACDG  BD와 AG의 

길이는 각각 원주의 


이다. DG가 AB  A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 F라 할 때, 

AE의 길이를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차 상 욱 T

1.    [중2수학-하]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 가 있다. 주사위 1개와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질 때, 주사위

의 눈이 6의 약수이면 오른쪽으로 1만큼, 6의 약수가 아니면 왼쪽으로 2만큼 점 P가 움

직이고 동전은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점 를 

움직이기로 한다. 주사위 1개와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질 때 움직이는 점 에 대응하

는 수가 4일 확률을 구하시오.

2.    [중3수학-하]

    AB는 원 O의 접선이고 점 A는 접점이다. BCDC  OD AB 일 때,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민 근 T

1.    [고등수학-하]

    집합          의 두 부분집합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                            

  (나) ∩   

  (다) 집합 의 모든 원소의 곱과 집합 의 모든 원소의 곱은 같다.

    이때, 집합 ∪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    [미적분-2]

     가 자연수일 때, 함수    ln 에 대하여 ≥ 에서 함수 

의 최솟값을 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가 존재할 때, 의 최솟

값은?

  (가) 함수  는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나)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한 승 욱 T

1.    [미적분-2]

     인 실수 에 대한 방정식  이 실근을 가질 때, 실근 중 가장 큰 근을 

라고 한다. 이때, 








의 값을 구하면?

2.    [기하와 벡터]

    좌표공간의 네 점                을 꼭짓점으

로 하는 정사면체 와 평면     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넓이가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정 지 영 T

1.     [고3-고2 응용어법]

       다음 밑줄 친 부분들의 체크포인트를 설명하고 어법 혹은 문맥상으로 에러를 찾아 수정하시오.

[고3]

(A) According to Tolstoy, artistic creations are art only if they serve brotherhood in uniting the people 

of the world. Otherwise, they do not qualify as art. On these grounds, he asserts that the artists, ①

whose works serve nothing but that, are counterfeit artists, and are thus disqualified. Even from 

this perspective, one would think that at least Symphony No. 9 from Beethoven should qualify, 

because it was composed exactly for the brotherhood of humans. And probably he did not approve 

of Shakespeare’s great writings because his works take no position for or against anything. He 

never tries to promote or discourage any idea or ideology, or tries to teach anything to anyone. 

According to Tolstoy, his writings do not even qualify as art, and one after another, he denounces 

and dismisses almost everything we consider to be great art.

(B) Flagship species are charismatic animals that tend to evoke emotional responses including affection 

and sympathy, and thus are likely to arouse public support for their conservation. These flagship 

species are readily identifiable animals ②that lives, difficulties, and survival resonate with the 

general public. Unlike ecologically significant classifications like “keystone” and “umbrella,” flagship 

species are not necessarily critical to an ecosystem’s function. Instead, their importance is defined by 

their appeal to human audiences. Because flagship species are not always ecologically vital, some 

experts believe that ③funding dedicating thei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would be better 

allocated to species that have potentially mor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ecosystems. The 

utilization of flagship species can also present a challenge to conservation as a whole, particularly if 

a flagship species becomes extinct or extirpated from part of its range where conservation strategies 

had been in place. 

[고2]

Inappropriate precision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n suits the context. For example, advertisers often use the results of surveys to prove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s. Sometimes they claim a level of precision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So, if a 

company selling washing powder claims 95.45% of British adults agree that this powder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then this level of precision is clearly inappropriate. All British adults are unlikely to have 

been surveyed, so the results are based only on a sample and not the whole population. At best the 

company should be claiming that over 95% of those asked agreed that their powder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Even if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④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oints would have been absurd. The effect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precision in the 

research. Frequently, however, inappropriate precision is an attempt to mask the unscientific nature of 

a study.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이 정 희 T

1.     [고1 응용어법]

       다음 밑줄 친 부분들의 체크포인트를 설명하고 어법 혹은 문맥상으로 에러를 찾아 수정하시오.

(A) If you want to modify people’s behavior, is it better to highlight the benefits of changing or the 

costs of not changing? According to Peter Salovey, one of the originators of the concept of 

emotional intelligence, it depends on ①if they perceive the new behavior as safe or risky. If they 

think the behavior is safe, we should emphasize all the good things that will happen if they do it ―

they’ll want to act immediately to obtain those certain gains. But when people believe a behavior is 

risky, that approach doesn’t work. They’re already comfortable with the status quo, so the benefits 

of change aren’t attractive, and the stop system kicks in. Instead, we need to destabilize the status 

quo and emphasize the bad things that will happen if they don’t change. Taking a risk is more 

appealing when they’re faced with a guaranteed loss ②if they aren’t. The prospect of a certain loss 

brings the go system online.

(B) Although humans have been drinking coffee for centuries, it is not clear just where coffee originated 

or who first discovered it. However, ③the predominant legend has it that a goatherd discovered 

coffee in the Ethiopian highlands. Various dates for this legend include 900 BC, 300 AD, and 800 

AD. Regardless of the actual date, it is said that Kaldi, the goatherd, noticed that his goats did not 

sleep at night after eating berries from what would later be known as a coffee tree. When Kaldi 

reported his observation to the local monastery, the abbot became the first person to brew a pot of 

coffee and note its flavor and alerting effect when he drank it. Word of the awakening effects and 

the pleasant taste of this new beverage soon spread beyond the monastery. The story of Kaldi might 

be more fable than fact, but at least some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coffee did originate in 

the Ethiopian highlands.

(C) Asians and many Native American cultures view silence as an important and appropriate part of 

social interaction. Speakers from these cultures often use some moments of silence before offering 

a response to another speaker. Such initial silence conveys the listener’s respect for the speaker; it 

indicates that the listener has heard the speaker’s words and is giving them due thought. Silence is 

viewed as a time to learn, to think about, and to review what the speaker has said. In cultures that 

prize silence, responding too quickly after speakers have finished their turns is interpreted ④as 
having devoted inadequate attention and consideration to speakers’ words and thoughts.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조 세 미 T

1.     [중3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A) When I was in high school, I started working as a magician's helper. That was a long time ago. I 

am a professional magician. I am known as "The Amazing Amanda." I do magic shows mostly at 

birthday parties, school festivals and dinner shows. I don't make enough tmoney to support myself 

yet, so I still work part-time as a taxi driver. ①I wish to do a magic show in Las Vegas someday. 

My best trick is making birds disappear. I'm afraid I can't tell you how I do it. Magicians ②do not 

suppose to tell their secrets! I'll never forget my uncle's advice to me. He said to me, "Be original, 

entertain the audience, and have fun." And he also told me, "Practice, practice, practice! Then 

practice some more!“

(B) Minsu : If we unplug the TV and the computer when not using them, we can save 5 kw a month.

Insuk : I found out about the refrigerator. By putting in food after cooling it and filling only 60% of 

the space, we can save almost three times.

Father : I found out about the fan and the air conditioner. One air conditioner uses ③as many 

electricity as 30 fans. Also, turning a fan on "low" saves 30% more electricity than when it's on 

"high". So I'm going to keep the fan on low as often as possible. On very hot days, I'll set the air 

conditioner at 28℃.

Mother : I looked into the washing machine. It is important to put in the proper amount of clothes. 

Also I changed all the light bulbs to energy saving ones. I'm going to clean the bulbs and their 

covers regularly.

(C) Most advertising companies are now beginning to write completely new ads for the world market. 

In the world of advertisement, communi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hus, in writing 

new ads, global advertisers should think about different styles of communication in different 

countries. In some cultures, the meaning of an advertisement is delivered by the exact words. This 

is true in many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ut in other cultures, such 

as Korea or Japan, the message depends more on situations and feelings than the words.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different customs as well as different likes and dislikes. So ④as winning the 
competition in the global market, it is important to know about the culture of each country.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윤 희 T

1.     [중3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A) It's Halloween. Steave and his friends are having a party. Steave dresses like a Jack-o-lantern. He is 

wearing a yellow shirt. Jenny looks like a witch. She's offering candies. Brad is a clown. He has an 

orange in his mouth; it makes him look very funny. Liz dresses like a rabbit; it makes her very cute. 

Paul is wearing a black hat and green pants. Maybe ①the cat wishes it can join the party. It's just 

coming into the room with a red ribbon around its neck. Everybody's having fun.

(B) Have you ever looked at a building and thought, “I want to design a building like that" That’s how 

I used to feel. I had a dream as big and tall as one of the skyscrapers. I wanted to be an architect! I 

knew I should draw well in order to become an architect. In high school, I took a class called 

drafting. I was the only girl in the class, and people used to make fun of me. But I knew what I 

wanted to do, so I didn't mind the jokes. When I was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 found my 

first summer job with an engineering company. I worked in the drafting room with sixty men when 

we built the famous Trans-Alaska Pipeline. That summer I learned how to design a building and ②

what it is to work on a team. 

(C) Ice cream seems ③to be invented in Italy. Believe it or not, however, China was where ice cream 

was first made 4,000 years ago. Rich people had iced milk that was made from mixing snow and 

milk. That was how ice cream started.

Following China, the Italians started eating iced milk and fruit in the 14th century. As the recipe for 

ice cream was considered priceless, the recipe for ice cream ④was kept secretly. But the recipe was 

passed on to France from Italy by Catherine de Medici, who brought cooks to make ice cream for 

her parties. 

After freezing skills were developed in the 1560s, a large amount of ice cream could be made. 

Blasius Villafranca, a Spanish doctor in Rome, found that by mixing salt with snow and ice, the 

temperature would drop to the freezing point in no time. That was when fully frozen ice cream was 

first made.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최 장 빈 T

1.     [고3-고2 응용어법]

       다음 글의 흐름상 밑줄 친 곳에 문맥상 혹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골라 수정하시오.

[고3]

My friend William and his wife Maria were making a cross-country trip. William was driving, and 

Maria was napping in the back seat under a blanket. At dusk, they began discussing ①if to stop at a 

motel. William wanted to keep driving; Maria wanted to stop. They needed petrol, so the discussion 

was postponed. After filling the tank, William drove another four hours until it occurred to him he'd 

heard nothing from the back seat.  Pulling over, he found only the blanket. He had left Maria at the 

service station! He realized ②so late that he might have been too careless. When Maria realized her 

husband had gone, she left word at the service station, rented a room at a nearby motel and settled in 

for a good night's sleep. She was glad to be independent. So they both got what they wanted. Maria got 

to stop at a motel, and William got to drive all night.

[고2]

(A) In so far as we cannot find or obtain environments we want, we can strive to create them ourselves. 

Dr. McFerrin Stowe once said that ③no matter how to live in the world may seem crazy or hard, it 

is possible to make a world built on your own values. For example, in your family the husband can 

be treated like a king, the wife can be treated like a queen, and the children can be treated like 

princes and princesses. Each person can treat the others as if they are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the world. Even if you come from a family that is more like hell than heaven, you can make your 

own little version of heaven right here on earth even alone in your own home and daily life. 

(B) Marking the Nepal-Tibet border, Everest looms as a three-sided pyramid of gleaming ice and dark 

rock. The first eight expeditions to Everest were British, ④all of which attempting the mountain 

from the northern, Tibetan, side not because it presented the most obvious weakness in the peak’s 

formidable defenses but because in 1921 the Tibetan government opened its borders to foreigners, 

while Nepal remained off limits. The first Everesters were obliged to trek 400 miles from Darjeeling 

across the Tibetan plateau to reach the foot of the mountain. Their knowledge of the deadly effects 

of extreme altitude was limited and their equipment was poor. Yet in 1924, a member of the third 

British expedition, Edward Felix Norton, reached an elevation of 28,126 feet―just 900 feet below 

the summit―before being defeated by exhaustion and snow blindness. It was an astounding 

achievement that was not surpassed for 28 years. 



2018년 10월 강사시험 및 강의평가
김 호 범 T

[고3 국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녜 양쥬(楊州)ㅣ 올히여

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국셩왕(開國聖王)이 셩(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당금(當今景) 잣다온더

셩슈만년(聖壽萬年)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듕(德重)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셰(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 신도가(新都歌) ｣ -

* 신도형승이샷다 :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온뎌 :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凜然)한* 줄 반가온뎌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셰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 사우가(四友歌) ｣ -

* 늠연한 :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폐하고 : 마다하고.    * 흔덕흔덕 :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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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臨水)의 조건을 갖춘 지
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
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 신도가 ｣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
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
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녜 양쥬ㅣ 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③ ‘국셩왕이 셩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로군.

④ ‘알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⑤ ‘만셰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

하는 것이겠군.

1-2.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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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③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국셩왕이 셩를 니르어샷다’는 개국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조선의 개국

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임금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는 없

다.

[오답풀이] ① ‘녜 양쥬ㅣ 올히여’는 한양의 옛 지명이 양주임을 밝히는 것이고, ‘당금

’은 지금의 경치라는 의미이므로 한양의 현재 풍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녜

’이 과거의 표지, ‘당금’이 현재의 표지가 된다.

1-2.        [정답] ⑤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나)의 <제1수>의 ‘풍상’과 ‘봄빛’, <제2수>의 ‘춘광’과 ‘엄상’, <제3수>의 ‘눈’, <제4수>의 

‘백설’이 계절감을 활용한 시어이다. (나)는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시련의 계절을 

맞아 의연함을 보이는 ‘사우’의 모습을 통해 ‘사우’에 내재된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동작을 묘사한 것은 <제4수>이다. ② <제2수>, <제3

수>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한 부분은 없다. ③ 색채 대

비는 <제4수>에만 나타나며, 이는 ‘사우’의 장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제1수>

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